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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각 유형마다 행동이 촉발되는 심리적 기제

가 다를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라는 두 요인과 정치참여의 

관계를 제도적 참여(투표)와 저항적 참여(시위), 그리고 표현적 참여(인터넷 토론) 세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투표참여를 유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

건은 정당일체감의 강도였고 내적효능감이나 정부신뢰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시위

의 경우 높은 내적효능감과 낮은 정부신뢰감이 참여를 유발하는 중요한 조건이었으

나, 인터넷 토론의 경우 둘 중 내적효능감만이 참여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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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평범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다양하다. 5년

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

들과 정치 이야기를 나누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선택하라고 권유

할 수도 있다. 또 반드시 정당이란 제도를 매개로 하지 않아도, 길을 가다 진정서에 

서명을 할 수도 있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서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표출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참여에 쏟아야 하는 노력과 비용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

문에 시민들은 각자가 허락된 상황에서 저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정치과정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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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즉 투표부터 시위와 온라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정치참여에는 다양한 유형

이 존재하며 각 유형마다 행동이 촉발되는 심리적 기제가 다를 것이다. 

이 글이 특히 주목하는 참여의 심리적 기제는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이며 이 글의 

목적은 이 두 요인과 정치참여 간의 관계를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이다. 정치효능감은 

내적효능감과 외적효능감이라는 상이한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개념임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치참여 연구에서는 이 둘을 종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간주하

거나 내적효능감과 외적효능감의 개별적 효과만 다루었다. 또 정치효능감은 정부신

뢰와 함께 다양한 참여유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심리적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동안 

한국의 정치참여 연구에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이 연구가 분석 대상으로 삼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권위주의 시절에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관제동원이나 사이버 심리전에 의해 선동된 것이 아닌, 사람들

의 자발성에 기인하는 행동 및 참여의 의사이다. 또 “정치” “참여”이므로 정치참여에

는 반드시 정치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또한 직업 정치인이 하는 전

문적인 정치활동이 아니라 평범한 아마추어 시민을 주체로 한 행위를 참여라고 본다. 

그리하여 투표, 시위, 인터넷 토론으로 대표되는 제도적 참여와 저항적 참여, 그리고 

표현적 참여에 있어서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이론적으로 정치참여 유형을 어떻게 구분해왔는지 선행연구를 검토하

고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참여 유형들이 어떠한 심리적 기제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지 가설을 설정할 것이다. 이어서 분석에서는 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내적효능감

과 정부신뢰 간의 가설적 관계가 정치참여 유형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

볼 것이다.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여 정리한 뒤 분석의 정치적 함의와 

향후 발전시킬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자원

1. 참여의 유형(The Modes of Participation)

정치참여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협의의 개념으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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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발적인(voluntary)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합법적인 영역에 한정하여 참여를 논

의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광의의 개념으로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모든 

형태의 시민행동들을 포함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다. 우선 전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는 버바(Sidney Verba)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를 들 수 있다(Verba and Nie 1972; 

Verba et al. 1995). 이들에 따르면 정치참여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부 행동에 영

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투표나 캠페인 활동, 정치인 접촉과 같이 민

주주의 체제에서 허용되는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행동만을 정치참여 행동으로 협소하

게 정의했다. 

반면 후자인 헌팅턴과 넬슨(Samuel P. Huntington and Joan M. Nelson)과 같은 경

우,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민의 행위”로 정치참여를 매우 광범위하

게 정의하며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이며, 조직되거나 자연발생적이며, 지속적이거나 

간헐적이며, 평화적 또는 폭력적이고 합법적인 것이 있고 비합법적인 것도 있으며 효

과가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Huntington and Nelson 1976; 박찬욱 2005

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렇게 최광의의 정의를 내리면 정치와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다 정치참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반데스(Jan. W. van Deth 2014)와 같은 학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부록 1>과 

같은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정치참여는 최소한 ① 성향(orientation)이나 

태도(attitude), 또는 의견(opinion)이 아니라 “행위(action)”일 것, ② 강제나 위협에 

따른 것이 아닌 자유의지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행동(voluntary activity)”일 것, ③ 

공직자나 정치인, 언론인 등과 같이 정치와 관련된 전문직업인이 아니라 영리를 추

구하지 않는 “평범한 아마추어 시민에 의한 것(by citizens)”, ④ “제도 정치의 영역”

에서 발생하는 행위일 것 등과 같은 네 가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흔히 관습적

(conventional), 제도적(institutional) 정치참여라 불리는 이 첫 번째 참여유형의 예로

는 투표, 예산회의참가, 정당가입, 정치인 접촉 등을 들 수 있다(<부록 1>의 “정치참

여 I”).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치참여 연구에서 참여의 경험이 있다는 실질적인 응답률은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에 비해 항상 현저하게 낮게 보고된다. 참여할 기회가 주

어진다면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집회나 시위에 가담하기까지는 특정 시기 정치적 사

건이나 이슈가 발생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참여할 의향이 충분히 잠재되

어 있는 시민이라해도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나 2014년 세월호 사건과 같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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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치적 국면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제쳐 두고 매번 거리에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기존 연구들은 실제 행위의 경험이 아니라 행

위의 의향까지 물어서 참여수준을 측정하였다. 제도적 참여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이를 경험한 시민들의 응답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Barnes and Kaase 1979; 박찬욱 

2005). 박찬욱(2005) 또한 경험과 달리 의향은 엄밀히 말해 행위변수라 할 수 없지

만, 이를 정치효능감과 같은 순수한 심리적 태도변수로도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 행

위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행위성향으로서 넒은 범위의 행위변수에 포괄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 번째 조건을 완화시켜서 참여의 경험뿐만 아니

라 참여할 의향까지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한편 위의 참여의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지만 제도 영역에서 발생하는 참여가 

아닌 경우가 있다. 이 때 반데스는 ⑤ 그 행위가 정부나 국가 혹은 정치인을 행동 표

적으로 삼는지 아니면 ⑥ 공동체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collective or community 

problems)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다시 정치참여 유형을 둘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전자를 비관습적(unconventional), 비제도적(non-institutional) 정치참여 또는 저항

(protest) 등으로, 후자는 시민관여(civic engagement), 사회 참여(social participation), 

공동체 참여(community participation) 참여로 정의하였다. 진정서 서명, 시위, 가두점

거, 슬로건 페인트칠, 플래시몹 등과 같은 갈등적 행동들이 비관습적 정치참여 유형

에 해당한다면(<부록 1>의 “정치참여 II”), 이웃을 돕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협력적 성

격이 강한 시민관여 행동의 예로는 지역 자원봉사를 들 수 있다(<부록 1>의 “정치참

여 III”). 

하지만 반데스(van Deth 2014)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정치체제와 시민사회

는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이 둘을 뚜렷이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참여유형 III

이 그 행동의 목표를 공동체의 문제해결에 두기는 하지만, 공동체의 안녕을 목적으

로 정부에 항의하는 행동을 수단으로 삼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 둘은 엄밀히 말해 목표대상에 따른 유형구분이라 보기 어렵다. 이 연구에

서는 반데스의 정치참여 구분을 참조하되, 참여의 외연을 확장시킨 시민관여(civic 

engagement)의 개념을 사용하기보다는 정치체제 내에서 벌어지는 참여행동으로 그 

영역과 대상을 한정할 것이다. 즉 둘 중 참여유형 II만을 다루고자 한다. 

한편 제도 정치영역에서 일어나는 행동도 아니고, 정부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삼는 

행동도 아니며, 그렇다고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도 아니지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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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으로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표현하고자 한 분명한 동기가 있는 행동일 경우 반

데스는 이를 표현적 정치참여(expressive participation)라 정의하였다(<부록 1>의 “정

치참여 IV”). 표현적 참여는 상품불매운동이나 구매운동과 같은 오프라인 형태의 참

여도 있지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형태의 참여로 최근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제도적 참여나 저항적 참여와 차별화된 유형으로서 ‘표

현적 참여’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왜냐하면 대다수 기존 연구

들은 다른 형태의 정치참여를 유발하는 독립변수로만 온라인 행동을 다루고 있기 때

문이다. 

선거 관련 동영상 UCC나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력에 관한 연구(Bahnisch 2006; Lizza 2006; Eveland and Dylko 2007; 이원태 2007; 

장우영 2008),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선거 캠페인 및 후보자 득표

의 성과에 관한 연구(Williams and Gulati 2009; 김경미 2009; 이원태 2010; 장우영·

차재권 2011),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 항의에 관한 연구(Howard et al. 2011; 김용철 

2008; 송경재 2009; 윤성이 2009; 고경민 ·송효진 2010) 등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

다. 하지만 “제도 정치영역에서 일어나는 행동도 아니고, 정부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삼는 행동도 아니며, 그렇다고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도 아니지

만, 시민으로서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표현하고자 한 분명한 행동”으로서 표현적 정

치참여를 다룬 선행 연구는 매우 드물다.

사실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는 수단에 불과하므로 제도적 참여나 저항적 참여, 표현

적 참여 등의 모든 유형에 인터넷을 결합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인터넷

을 이용해 정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청구하거나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인터넷 

제도적 참여라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 커뮤니티를 조직해 길거리 시위를 도모하거나 

해킹이나 디도스(DDos) 공격으로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다운시킬 경우 인터넷 저항

적 참여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을 이용한 표현적 참여의 정확한 예는 트위터

에서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특정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 

온라인 게시판으로 공공이슈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

한다는 의미로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을 무지개빛 배경으로 바꾸는 것, 세월호 희생

자들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모바일 메신저 프로필 사진에 리본을 다는 행위 등이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본 연구는 <표 1>과 같이 제도적 참여, 저항적 참여, 그리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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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적 참여 셋으로 참여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참여 방식

을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조건에 관하여 기존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2. 참여의 조건 –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

정치참여에 관한 고전적인 연구들은 주로 투표참여 같은 관습적이고 제도적인 참

여 행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교육과 사회경제적 지위, 연령, 인종, 성별, 

종교 및 지역성 등과 같은 기타 변수들이 투표참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논의되

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된 변수들을 넘어서, 주로 

사회적 자본과 신뢰, 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감정 요인, 미디어 효과 등이 정

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글은 특히 내적효

능감과 정부신뢰와 같은 심리적 조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찍이 갬슨(William Anthony Gamson 1968)은 “높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부신

뢰는 정치적 동원(mobilization)에 최적화된 조합”이라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갬

슨의 가설 이후로 후속연구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낮으나 정치효능감은 높은 “냉

소적인 활동가들(alienated activists)”이 있음을 주목하며, 이들이 정부에 대한 항의 

행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투표와 같은 제도적 참여는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Hawkins et al. 1971; Paige 1971; Craig 1979; Seligson 1980). 

셀릭슨(Mitchell A. Seligson 1980, 77)은 기존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표 2>로 정리하였다. 즉, ‘충실한 활동가들(allegiant 

activists)’은 정부를 신뢰하며 높은 정치효능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도화되고 합법

적인 정치참여에만 관여하지만, 체제를 지지하기는 해도 참여하기에 충분히 효능감

<표 1>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정치참여의 유형과 예시

조작적 개념 예시

최소정의 제도적 참여 투표, 예산회의 참가, 정당 가입, 정치인 접촉 

대상에 따른 정의 저항적 참여 진정서 서명, 시위, 가두점거, 슬로건 페이팅, 플래쉬몹

동기에 따른 정의 표현적 참여
소비자 운동, 불매운동, 인터넷 토론, 소셜미디어의 프로

필 사진 바꾸기, 홈페이지에 배너/리본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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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지 못한 사람은 ‘충실한 무관심층(allegiant apathetics)’으로 남는다. 반면에 ‘냉

소적인 활동가들(alienated activists)’은 정부를 불신하고 효능감도 충만하여 직접 행

동에 동원되기 가장 쉽다. 만약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적고 효능감도 낮은 냉소적인 무

관심층(alienated apathetics)이라면 아무런 정치행동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효능감의 개념을 다룰 때 주의해야할 점은 그 사회의 정치적 맥락을 고

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래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란 개념은 캠벨을 비롯한 

미시간 학파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고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

거나 미칠 수 있다는 감정”을 의미한다(Campbell et al. 1954). 이 감정은 원래 하나

의 차원으로 측정되다가 1970년대 이후부터 ‘정치영역에서 갖는 한 개인의 효능감’과 

‘정치시스템의 반응성에 대한 평가’ 두 차원으로 구분되기 시작했다(Converse 1972). 

두 차원 중 내적효능감(internal efficacy)이란 “자신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필요한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개인의 주관적 지각”을 의미하는 

반면에, 외적효능감(external efficacy)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정치기구나 공직자의 

반응성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Miller et al. 1980). 이처럼 정치효능감은 서로 상이

한 성격을 가진 두 가지 개념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개념이다.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경우 내적효능감과 외적효능감 간의 강한 정(+)

의 상관관계를 가정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의미있는 정치참여가 제한된 권위주의 정치

체제에서는 내적효능감과 외적효능감이 반드시 같은 방향성을 갖지 않을 수 있다(박

종민 1995). 즉 내적효능감은 정치참여와 정관계에 있으나 외적효능감은 역관계에 

있을 수 있으며, 때로는 민주정치체제조차 이러한 역관계가 발견된다(Milbrath and 

Goel 1977; 박종민 1995). 또 핀켈(Steven E. Finkel 1985)의 경우 내적효능감은 정

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외적효능감은 역으로 정치참여에 의해 영향을 받는

<표 2> 효능감과 신뢰 간 가설적 관계(Seligson 1980, 77)

신뢰

낮음(Cynical) 높음(Trusting)

효능감

(Efficacy)

높음

(Efficacious)
냉소적인 활동가

(Alienated activists)
충실한 활동가

(Allegiant activists)

낮음

(Powerless)
냉소적인 무관심층

(Alienated apahetics)
충실한 무관심층

(Allegiant apa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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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 두 개념이 반드시 동일한 방향성을 갖는다고 가정할 수 

없다.

한국의 경우 투표와 같은 제도적 참여를 제외하고 집회 및 시위와 같은 저항적 성

격의 참여나 표현적 참여에 있어서 아직도 정부가 시민들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

고 있다. 예컨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와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및 2015년 국정교과서 반대 집

회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때마다 과도하게 경찰력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하였고 

광화문 도심에 차벽을 설치해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제한한 바 있으며, 사이버검

열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감시해왔다. 이에 대하여 최근 유엔 시민적 정치

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에서도 시민에 대한 대한민국 정

부의 억압적 처사를 우려하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종 권

고를 내린 바 있다(참여연대 2015/11/07). 또한 최근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Freedomhouse)도 한국의 언론과 인터넷 자유가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프리덤

하우스에 의하면 한국은 이미 2011년 '언론 자유국' 지위를 상실하여 '부분적 자유

언론국'에 해당하며, 2015년 올해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100점 만점 중 33점으

로, 2013년 31점과 지난해 32점에 이어 3년 연속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중앙일보 

2015/10/29). 

따라서 한국의 정치 과정 수준에서 정치효능감의 개념을 다룰 때에는 내적효능감

과 외적효능감의 구분이 필요하다. 또한 외적효능감의 개념과 정부신뢰의 개념의 의

미가 중첩되므로 정부신뢰와의 관계성을 따질 때 둘 중 내적효능감을 선택하는 것

이 더 타당할 것이다. 부연하자면 외적효능감의 정의 자체가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정치기구나 공직자의 반응성에 대한 신념”인 이상, ‘정부 산출물에 대한 질적인 기

대감(the anticipated quality of government outputs)’을 의미하는 정부신뢰(trust in 

government)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개념이다(Craig 1979; Pollock 1983). 

그러므로 외적효능감과 정부신뢰와의 가설적 관계를 상정하기 보다는 둘 중 내적효

능감에 초점을 맞추고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와의 조합이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는 것이 한국적 맥락에서 더 타당하다.1)  

  1) 크레이그(Craig 1979; Pollock 1983)의 경우 시민들의 요구(demand)에 대한 정부의 반응

성에 방점이 찍혀 있는 외적효능감(external efficacy)과 정부신뢰를 구분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신뢰는 외적효능감보다는 더 산만하되(diffuse) 덜 변덕스러운(volatile) 종류의 신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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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적효능감과 정부신뢰의 개념이 유사하며 대체 가능하다는 맥락에서 폴락

(Philip H. Pollock III 1983)이나 박원호(2014)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이들은 외

적효능감과 내적효능감 간의 조건이 정치참여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고 보았다. 박원호(2014)에 의하면 내적효능감과 외적효능감이 동시에 높을 때는 높

은 수준의 정치참여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개인의 정치적 역량을 고양시키는 ‘참여

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내적효능감은 높지만 외적효능감은 낮을 경

우 시민들은 투표나 정당, 시민단체 등을 경유하는 통상적 참여를 포기하고 개인이 

주체가 되는 단발성의 항의나 시위를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표 3>의 ‘참여의 

위기’와 같이 비교사적 관점에서 이 조합은 현재 한국의 청년세대가 놓인 위치라 할 

수 있는데, 최근 한국사회에서 매우 활발한 ‘거리의 정치’가 등장했던 이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주도적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목격되었던 것의 이면에는 이러한 딜

레마가 존재했기 때문이라 진단한다(박원호 2014).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적 상황에서, 정치효능감과 정부신뢰 간의 

가설적 관계를 상정하기 위하여 내적효능감과 외적효능감을 단순히 종합한 정치효

능감 변수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이 둘을 구분하고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 간의 관

계를 따져보고자 한다. 제도적 참여와 저항적 참여에 관하여 이 글이 제시하는 가설

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내적효능감이 높고 정부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제도적 참여에 적극적이다.
가설 2: 내적효능감이 높고 정부신뢰가 낮은 사람일수록 저항적 참여에 적극적이다.

한편 인터넷 토론을 대표되는 표현적 참여의 경우, 일찍이 페리와 모이저, 데이

라 할 수 있다.

<표 3> 박원호(2014), 정치효능감과 참여의 위기

내적효능감

저 고

외적효능감
고 신민(臣民)적 참여 참여의 선순환

저 참여의 부재 참여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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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aint Parry, George Moyser and Neil Day 1992)는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은 한 

국가 내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권한을 발전시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게 되며, 자

신들의 감정과 정치적 태도를 남들에게 표출하기 위하여 참여한다고 주장한 바 있

다. 그렇다면 인터넷 상의 표현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불특정 다수에게 드러내는 

것인 만큼, 자신이 정치현실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 즉 내적효

능감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평소 정치적 불만이 많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개인적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얼굴이 공개된 상태로 참여해

야하는 오프라인 참여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주장을 더 강

하게 표현할 수 있다.

가설 3: 내적효능감이 높고 정부신뢰가 낮은 사람일수록 표현적 참여에 적극적이다.  

 

III. 자료와 측정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할 자료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조선일보가 실시한 <광복 

70주년 국민의식조사(2015)>이다. 본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

로 2015년 6월 12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의 표본추출방법은 

통계청의 2010년 통계지리정보의 집계구 및 집계구 통계를 표본틀로 활용한 다단계

층화 확률비례추출법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였다. 또한 본 조사

는 일대일 대인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의 크

기는 1,000명으로 상당한 정도의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참여실태

를 과거와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4년도와 2008년, 2009년도 <한국종합사회조

사> 자료를 함께 사용할 것이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앞서 유형화 한 세 가지 정치참여 행위와 정치참여 의사이

며, 제도적 참여는 ‘투표참여’로, 저항적 참여는 ‘시위’로, 표현적 참여는 ‘인터넷 토론’

으로 각각 측정하였다. 먼저 제도적 참여의 경우,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했

냐는 물음에 투표했다고 답할 경우 1점으로 코딩했고, “보통 투표를 하는 편이나 18

대 대선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 또는 “투표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없어 투표를 

하지 못했다”, “관심이 없어 투표를 하지 않았다”, “투표권이 없어 투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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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응답은 모두 0점으로 처리하였다. 다음 저항적 참여와 표현적 참여의 측정을 위

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치적, 사회적 

행동을 합니다. ○○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지난 1년 동안 혹은 그 이전에 하

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신 적이 없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실 가능성이 있

는지 또는 전혀 없는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에 대하여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고 답할 경우에는 4점,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3점, “전에

는 안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일 경우엔 2점, “전에도 안했고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의 경우엔 1점을 부여했다.

다음 본 연구의 설명변수가 되는 내적효능감은,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

한 정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정치나 행정에 대해 나

보다 잘 알고 있다.” 두 질문을 사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 질문에 대

해서 ‘매우 그렇다’고 응답할 경우엔 5점을,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할 경우엔 1점

을 단계적으로 부여했다. 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5점, 

‘매우 그렇다’는 응답에 1점을 단계별로 부여했다. 그리고 이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구해 최솟값 1점, 최댓값 4.5점을 갖는 내적효능감 변수를 생성하였다. 

또한 정부신뢰의 경우, 정부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는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1점부터 ‘매우 신뢰한다’는 응답 5점까지 점수를 부여해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여기서 내적효능감 평균점수 1점부터 2.5점까지를 내적효능감이 낮은 집단으로, 2.5

점부터 5점 미만인 사람들을 효능감이 높은 집단으로 간주했다. 또 정부신뢰는 2점

을 기준으로 2점 이하인 경우 정부신뢰가 낮은 집단으로, 2점 초과인 경우 정부신뢰

가 높은 집단으로 간주하였다. 그리하여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 간 ‘낮은 내적효능

감/낮은 정부신뢰’, ‘낮은 내적효능감/높은 정부신뢰’, ‘높은 내적효능감/낮은 정부신

뢰’, ‘높은 내적효능감/높은 정부신뢰’ 네 그룹의 이항변수를 생성했다. 

<표 4>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

정부신뢰
합계

저 고

내적효능감
고 368 306 674

저 173 153 326

합계 541 45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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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의 통제변수로는 연령, 소득, 교육수준, 성별, 정당일체감의 강도, 이념의 강도 

등이 포함된다. 인구학적 변수들로서 연령은 19세부터 79세까지 연속형 변수로 사용

되었고, 소득은 응답자의 월 평균소득으로 측정되었다. 소득의 범주는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되었

다. 또한 교육수준은 무학부터 초등학교 졸업/중퇴, 중학교 졸업/중퇴, 고등학교 졸

업/중퇴, 전문대 졸업/중퇴, 대학교 4년제 졸업/중퇴, 대학원 이상까지 7점 척도로 측

정되었다. 다음 성별의 경우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하는 이분변수로 측정했다. 

한편 정당일체감은 특히 선거연구에서 고전적으로 투표행위에 강한 설명력을 갖

는 변수로 알려져 있고(Campbell et al. 1960) 다른 정치참여 행동에 요구되는 공동

체 의식이나 조직관여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Verba et al. 1995). 

또 투표참여의 경우 여야당에 대한 구분 없이 정당일체감의 강도를 그대로 통제변수

로써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시위나 인터넷 토론과 같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기

반으로 하는 저항적 참여나 표현적 참여의 경우 응답자가 여당성향인지 여부를 구분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투표참여를 종속변수로 한 모델의 경우 정당일체

감의 강도를 통제할 것이고 시위 및 인터넷 토론을 종속변수로 한 모델에서는 여당

인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의 강도를 통제할 것이다. 

정당일체감의 강도 측정은 두 번의 연속 질문을 사용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에 있

는 정당 중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 처음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

들은 2점을 주었고, 없다고 대답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다고 해도 귀하께서 

조금이라도 더 선호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재차 질문한 뒤에야 그렇다는 응답을 한 

사람들에게는 1점을, 끝까지 지지 정당이 없다는 사람들에게는 0점을 주었다. 새누

리당에 대한 정당일체감 강도의 경우 첫 번째 질문에서 새누리당을 가깝게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에게 2점을, 두 번째 질문에서야 새누리당에 대한 선호를 밝힌 사람에게 

1점을 부여하였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은 0점으로 코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념 또한 정당일체감 만큼 정치적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므로 분석에서 통제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념성향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

은 사람들에 비해 더 정치현상에 대한 관심이 많고 활발한 정치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이념성향 강도를, ‘매우 보수적’, 

‘다소 보수적’, ‘중도적’, ‘다소 진보적’, ‘매우 진보적’ 등 다섯 가지로 묻고, ‘매우 보

수’ 또는 ‘매우 진보’와 같이 강한 이념성향을 나타낼 경우 3점, ‘다소 보수’, 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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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진보’처럼 약한 이념성향일 경우 2점, ‘중도적’이라 답한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유형별 참여실태

본격적인 가설검증에 들어가기 앞서 각 정치참여 유형별로 시민들의 참여실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표 5>에서 제도적 참여 유형을 대표하는 투표참여의 참여자 

비율을 보면, 2015년도에 ‘투표했다’는 응답이 78.5%,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1.5%

로 응답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2) 이는 과거 2004년도나 2008년

도 대통령 선거 투표참여에 관한 설문자료 결과와 비교했을 때에도 매우 일관된 수

준의 응답율이다. 또 대개 설문조사에서 투표참여에 있어서 과장된 응답율이 빈번히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결과는 18대 대통령 선거 실제 투표율 75.8%와 

거의 유사하므로 상당히 신뢰할 만한 응답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저항적 참여인 시위는 투표참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참여경험 및 참여의사

를 보인다. 2015년도 조사 결과 ‘전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는 응답이 

57.9%로 가장 높았고, ‘지난 1년동안 한 적이 있다’는 응답(1%)과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9.5%)’는 응답을 합치면 시위참가 경험에 관한 응답은 전체 약 10.5%

에 그친다(<표 6> 참조). 2004년에 시위참여 응답율이 약 18.6%였고 2009년에 약 

14.3%이었던 점과 비교해볼 때 이번 조사 결과는 꾸준한 감소추세를 이어갔다.3) 경

  2) 출처: 광복 60주년 국민의식조사(2004), 한국종합사회조사(2008), 광복 70주년 국민의식

조사(2015)
  3)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2004), 한국종합사회조사(2009), 광복 70주년 국민의식조사

(2015)

<표 5> 투표 참여 응답율의 변화(%)

2004 2008 2015

투표했음 74.1 78 78.5

투표하지 않았음 25.9 22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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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이 추정한 실제 1년간 집회발생 건수 통계와 비교해보아도 2004년도(11,338건)

나 2009년도(14,384건)에 비해 최근 5년간 집회 건 수는 약 1만 건 이하로 감소하

여 설문조사결과와도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4) 또 참여 의사에 관한 응답률을 과거

와 비교해보면, 전에는 안 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률은 2004년에 

26.7%였던 것에서 2015년에는 31.6%로 상승했다. 반면 전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앞

으로도 절대 안 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은 2004년 54.8%, 2009년 59.3%, 2015년 

57.9%로 항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표현적 참여형태인 인터넷 토론의 경우, 부정적인 답변의 응답률이 시위 참여 

보다 더 높았다. <표 7>에서 ‘전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는 응답은 2015

년도에 무려 70.2%에 달했다. 반면에 지난 1년 동안 토론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

은 겨우 0.5%에 그쳤고 참여경험과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을 모두 합해도 약 

29.8%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10년 동안 참여할 의향은 감소추세(32.5% → 30.1% 

→ 26%)인 것에 비해 부정적인 의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9.9% 

  4) 「경찰백서」의 e-나라지표, 통계청 홈페이지(2015).

<표 6> 시위 참여 응답율의 변화(%)

2004 2009 2015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6.9 4.5 1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11.7 9.8 9.5

전에는 안 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 26.7 26.4 31.6

전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절대 안 할 것이다. 54.8 59.3 57.9

<표 7> 인터넷 토론 참여 응답율의 변화(%) 

2004 2009 2015

지난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 6 3.9 0.5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 1.6 3 3.3

전에는 안 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 32.5 30.1 26

전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절대 안 할 것이다. 59.9 63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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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0.2%).5) 

종합적으로 볼 때, 투표참여에 비해 시위나 인터넷 토론의 참여경험 및 참여의사는 

최근 10년 동안 확연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절

대 안 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사를 중심으로 시위와 인터넷 토론을 비교해보면, 지난 

10년 동안 시위는 그 의사가 3%p 증가했으나 인터넷 토론의 경우 10%p 이상으로 

훨씬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인터넷 토론과 같은 새로운 양식의 표현적 참여에 대하여 

기대가 컸던 만큼 시민들의 회의감과 무력감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활발한 온라인 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과정에 참

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생각되었다. 하지만 낙관론과 달리 인터

넷과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하는 계층은 수도권 거주, 20대~30대의 

고학력층에 편중되어 있었고, 이들이 아무리 온라인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어도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뿐 오프라인 제도권 정치의 근본적인 지형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냉소적 인식과 회의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한국정부는 경찰력과 사이버 검열체계를 동원하여 시민들의 표현의 자

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왔다. 최근 ‘박정근 사건’에서6) 볼 수 있듯 온라인에서 시

민의 정치적 농담도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 된 바 있다(경향신문 2014/08/28).  

  

2. 정치참여의 유형별 관계

그렇다면 이제 투표와 시위, 그리고 인터넷 토론 등의 참여 유형별로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의 심리적 조건에 따라 참여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본다. 

<표 8>의 투표참여의 경우 예상대로 내적효능감이 높고 정부신뢰도 높은 집단에서 

82.3%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이와 달리 <표 9>의 시위나 <표 10>의 인터넷 

토론에서는 내적효능감은 높지만 정부신뢰도는 낮은, “냉소적 활동가들”의 집단에서 

  5)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2004), 한국종합사회조사(2009), 광복 70주년 국민의식조사 

(2015)
  6) 박정근 씨는 북한을 희화화하고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우

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고 우리민족끼리의 트윗을 여러 차례 리트윗하며 글을 

올렸다. 그는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결과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약 2년 만에 결국 무죄 판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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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와 1.42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가 발견된다. 즉 제도적 참여

유형에 해당하는 투표행위에서는 내적효능감도 높고 정부신뢰도도 높은 집단이 투

표참여율도 높게 나타나지만, 시위나 인터넷 토론과 같이 제도적인 형태가 아닌 저항

적 또는 표현적 참여 유형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 “높은 

정치효능감과 낮은 정부신뢰는 정치적 동원(mobilization)에 최적화된 조합”이라는 

저항행동에 관한 갬슨의 고전적 가설이 잘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Gamson 1968).    

이어서 본격적인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결과를 보고한다. 투표참여 유형에 대한 회

귀분석은 이항로지스틱 분석으로, 시위 및 인터넷 토론에 대한 회귀분석은 서열로지

스틱 회귀분석으로 실시했고, 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첫 번째 분석에서

는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 두 요인이 각각 정치참여 유형별로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

력을 살펴보고 두 번째 분석에서는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 간 형성되는 집단별로 참

<표 8> 내적효능감-정부신뢰 조합에 따른 투표참여율(%)

정부신뢰

저 고

내적효능감
고 77.7 82.3

저 72.2 79.7

<표 9> 내적효능감-정부신뢰 조합에 따른 시위참여(평균값)

정부신뢰

저 고

내적효능감
고 1.65 1.46

저 1.49 1.46

<표 10> 내적효능감-정부신뢰 조합에 따른 인터넷 토론(평균값)

정부신뢰

저 고

내적효능감
고 1.42 1.33

저 1.25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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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준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할 것이다. 

우선 첫 번째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이,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투표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는 요인은 정당일체감과 연령, 교육수

준의 세 가지 변수들이었다. 가설 1의 예상과 달리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 모두 투표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시위나 인터넷과 달리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 심리적 요인은 정당일체감의 강도였다. 다

른 변수들을 평균값에 고정시켰을 때, 정당일체감의 강도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투

<표 11> 참여유형별 영향 요인 비교

제도적 참여: 투표 저항적 참여: 시위 표현적 참여: 인터넷 토론

회귀계수 표준오차 dx/dy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내적효능감 -0.29 (0.18) -0.03 0.41 (0.15)** 0.48 (0.17)**

정부신뢰 -0.04 (0.12) -0.00 -0.28 (0.09)** -0.10 (0.10)

정당일체감 1.21 (0.14)*** 0.13

새누리당 

정당일체감

-0.15 (0.09) 0.02 (0.10)

이념 0.21 (0.17) 0.02 0.11 (0.14) 0.06 (0.15) 

연령 0.07 (0.01)*** 0.01 -0.01 (0.01) -0.02 (0.01)**

성별 -0.06 (0.22) -0.01 0.07 (0.18) -0.02 (0.20) 

소득 0.01 (0.09) 0.00 0.07 (0.07) 0.08 (0.08) 

교육수준 0.31 (0.11)** 0.03 0.07 (0.09) -0.03 (0.10) 

절편1 -2.35 (0.73) 0.45 (0.59) 1.38 (0.64) 

절편2 2.45 (0.60) 4.30 (0.69) 

절편3 5.06 (0.74) 7.09 (1.19) 

N 966 719 719

Prob > chi2 0.00 0.00 0.00

Log 
likelihood

-365.61 -628.72 -480.10

Pseudo R2 0.25 0.03 0.02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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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참여할 확률도 약 13%p씩 상승했으며 이는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였

다. 다시 말해서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

률도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위나 인터넷 토론과 같은 비제도적 참여에 

있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 관한 정당일체감의 통계적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저항적 참여나 표현적 참여에 가담할 것인지의 여부는 정당이라는 제도를 매개되는 

감정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항적 참여인 시위의 경우, 예상대로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가 참여를 유발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했을 때, 내적효능감이 강하면 

강할수록(p<0.01),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수록(p<0.01) 시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내가 정치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지적 자신감이 있고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정치적 불만이 강할수록 시위에 더 적극적이었다. 이를 통

해 내적효능감은 시위 참여의 경험 및 의사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에, 정부신뢰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에 대한 불신은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의 강도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즉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여부에 상관없이 현 정부에 

대한 신뢰의 수준이 낮을수록 더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

이다.    

예컨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변수들을 모두 평균값에 고정시켰을 때, 

내적효능감의 값이 최솟값 1부터 최댓값 4.5까지 증가할수록 “전에도 안 했고 앞으

로도 절대 안 할 것”이라 응답할 확률은 약 78%에서 약 45%까지 감소하는 반면에, 

정부신뢰도가 최소 1부터 최대 5까지 증가할수록 그 부정적인 응답 확률은 약 51%

에서 약 76%까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에는 안 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

고 긍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은 내적효능감의 값이 최솟값 1부터 최댓값 4.5까지 증가

할 때 약 18%에서 약 41%까지 상승하는 데 비해, 정부신뢰도가 최소 1부터 최대 5

까지 증가할 경우엔 약 38%에서 약 20%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누

적 예측확률을 보여주는 <그림 1> 왼쪽 그래프에서 내적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사나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의 비중은 점점 커

지는 반면에,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정부신뢰가 증가할수록 그 비중은 점점 작아진

다. 마찬가지로 시위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의 비중은 내적효능

감이 증가할수록 점점 줄어들고 정부신뢰도가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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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인터넷 토론으로 대표되는 표현적 참여의 경우 참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과 내적효능감이었다. 시위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토론의 경우에

도 내적효능감이 강할수록 인터넷 토론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p<0.01). <그림 2>의 왼쪽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여타 변수들을 모

두 평균값에 고정시켰을 때 “전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절대 안 할 것”이라 부정적으

로 응답할 확률은 1수준의 내적효능감의 경우 약 87%에 이르지만 4.5의 최댓값으로 

높은 효능감을 가졌을 때는 약 54% 수준으로 하락한다. 반면 전에는 안 했지만 앞으

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의 예측확률은 최솟값 1에서 최댓값 4.5까지 증가할 

때 약 13%에서 약 41% 수준까지 상승한다. 즉 누적 예측확률을 구한 <그림 2>의 왼

쪽 그래프에서 내적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인터넷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의

사나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의 면적은 점점 커지는 반면에, 인터넷 토론에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의 면적 크기는 점점 줄어든다.  

시위와 달리 인터넷 토론의 경우 정부신뢰가 참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

<그림 1>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가 시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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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2>에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정부신뢰도가 1부터 5

까지 증가할 때 영역의 크기가 줄어들기는 하나, 왼쪽 그래프나 <그림 1>의 오른쪽 

그래프와 비교해보아도 그 폭이 크지 않다. 이처럼 정부신뢰의 수준이 인터넷 토론

과 같은 표현적 참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결과

는 흥미롭다. 인터넷 토론의 장이 반드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만 내는 곳이 

아니라 정부에 대해 신뢰하고 찬성하는 측과 불신하고 반대하는 측으로 나뉘어 양측

이 대립하는 공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인터넷 공간이 

익명성을 전제로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불만을 토로하는 진보논객들의 장으로 기능

했고 소위 “보수의 무덤”이라 불렸던 적이 있었지만(박효종 외 2005), 최근에는 ‘일

베’와 같이 정부의 보수적인 대북정책이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에 찬성하는 극

우성향의 커뮤니티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표현적 참여

의 정의 자체가 정부의 행동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정부에 대

한 낮은 신뢰의 감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2>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가 인터넷 토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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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두 번째 분석에서 비교의 관건은 다른 집단들에 비하여 높은 내적효능감과 

낮은 정부신뢰도를 갖는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시위나 인터넷참여에 적극적인지 확

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모델의 전체 결과는 <부록 2>에 제시되었다. <부록 2>에서 

시위의 경우, “낮은 내적효능감 & 낮은 정부신뢰” 집단을 참조그룹으로 하여 비교했

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은 “높은 내적효능감 & 낮은 정부

신뢰” 집단이었다. 반면 인터넷 토론의 경우 “높은 내적효능감 & 낮은 정부신뢰” 집

단, 그리고 “높은 내적효능감 & 높은 정부신뢰” 집단이었다.

먼저 <표 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는 시위에 대한 참여경험과 참여의사의 집단

별 예측확률이다. 다른 변수들을 평균값에 고정시켰을 때, A집단이 시위참여에 대해 

전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절대 안 하리라 응답할 확률이 약 66.3%인 것에 비해 C집

단은 약 55.2%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낮게 보고되었다. 반면 C집단은 전에는 안 했

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약 34.7%로 A집단의 약 27.1%에 비해 

더 높은 경향이 있었다. 또 참여 경험에 관해 그보다 오래 전에 한 적이 있다고 응답

할 확률은 약 9.3%, 최근 1년 동안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은 약 0.8%로 A집단

의 것(약 6.1%, 약 0.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A집단과의 차이는 

p<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 따라서 내적효능감이 높고 정부신

뢰가 낮은 사람일수록 저항적 참여인 시위에 더 적극적이라는 가설 2의 가정이 통계

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2> 시위에 관한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 집단별 예측확률(%)

전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절대 

안 할 것

전에는 안 했지

만 앞으로 할 

수 있음

그보다 오래 전

에 한 적 있음

최근 1년 동안 

한 적 있음

A
낮은 내적효능감 

& 낮은 정부신뢰
66.3 27.1 6.1 0.5

B
낮은 내적효능감 

& 높은 정부신뢰
65.6 27.6 6.3 0.5

C
높은 내적효능감 

& 낮은 정부신뢰
55.2 34.7 9.3 0.8

D
높은 내적효능감 

& 높은 정부신뢰
62.2 30.0 7.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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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13>을 보면, A집단에 비해 C집단과 D집단이 각각 p<0.01, p<0.05의 수

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른 변수들을 평균값에 고정시켰을 때, A집단

이 인터넷 토론 참여에 대해 전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절대 안 하리라 응답할 확률

이 약 80.4%인 것에 비해 C집단은 약 67.5%, D집단은 약 68.3%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전에는 안 했지만 앞으로 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예

측될 확률은 A집단의 경우 약 18.3%로 낮은 데 비해 C집단은 약 30%, D집단은 약 

29.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토론의 경험에 관하여 1년 보다 오

래 전에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할 확률은 C집단과 D집단이 각각 약 2.4%, 약 2.3%로 

A집단의 약 1.2%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고, 최근 1년 동안의 경험이 있다는 확률 또

한 상대적으로 높게 보고되었다. 참고로 C집단과 D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인터넷 토론과 같은 표현적 참여의 경우 참여행동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높은 내적효능감의 수준이었고 정부신뢰도는 그

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의 첫 번째 분석을 참조할 때, 일관성 있는 결과로 해

석된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투표참여 행동을 유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조건은 정당일체감의 강도였고, 시위의 경우 높은 내적효능감과 낮은 

정부신뢰였다. 그리고 인터넷 토론의 경우 내적효능감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정부

신뢰는 행동유발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내적효능감이 높고 정부신뢰가 높은 

<표 13> 인터넷 토론에 관한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 집단별 예측확률(%)

전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절대 

안 할 것

전에는 안 했지

만 앞으로 할 

수 있음

그보다 오래 전

에 한 적 있음

최근 1년 동안 

한 적 있음

A
낮은 내적효능감 

& 낮은 정부신뢰
80.4 18.3 1.2 0.1

B
낮은 내적효능감 

& 높은 정부신뢰
77.4 21.0 1.5 0.1

C
높은 내적효능감 

& 낮은 정부신뢰
67.5 30.0 2.4 0.2

D
높은 내적효능감 

& 높은 정부신뢰
68.3 29.3 2.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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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일수록 제도적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첫 번째 가설은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내적효능감이 높고 정부신뢰가 낮은 사람일수록 저항적 참

여에 적극적이라는 두 번째 가설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토론에 관한 

세 번째 가설의 경우 내적효능감의 조건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 

정부신뢰도는 그렇지 못했다. 

V. 결론 

그 동안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는 투표를 비롯한 제도적 참여에 주로 초점을 맞춰 

수행되었고 시위나 온라인에서의 표현적 참여에 관한 연구나 참여행동 간의 비교 연

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형별로 행동유발에 관한 심리적 조건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기존 연구의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투표와 시위, 그리고 인터넷 토

론이 서로 다른 심리적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했다. 또한 내적효능

감과 외적효능감이라는 상이한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정치효능감의 개념이 복합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정치참여 연구에서는 이 둘을 엄밀하게 구분

하지 않았다. 시민의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아직도 제한을 가하고 있는 한국

적 맥락에서 고려해볼 때 내적효능감과 외적효능감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

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효능감 중 내적효능감에 집중하여 정

부신뢰와의 관계성을 살펴보았고 이것이 각 참여 유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투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정치참여 행동들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하며 함께 균형을 맞추어 성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저항적 또는 표현적 참여가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제도정치만이 시민들의 목소

리를 모두 대변하는 길은 아니다. 제도 정당이 시민들의 현실과 유리되어 지지할 정

당이 없다고 생각될 때, 제도정치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은 투표에 참여하기 보다 차라

리 기권을 선택한다. 정치적 불만이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

가 표현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지 않는다면 한국 시민사회는 곧 위기를 맞이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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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편 시위와 달리 인터넷 토론의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관계없이 높은 내적

효능감과 낮은 연령만이 참여의사 및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이었다. 

이는 온라인 공간이 반드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곳이 아닐 수 있음

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인터넷 초창기

와 달리 최근에는 일베와 같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과 친기업적인 노동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보수 사이트들도 등장

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토론의 장이 반드시 진보적이고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시민자발주의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기 때문에, 혹은 

누군가가 권유했기 때문에 참여한다. 즉, “참여에 사용되는 개인의 자원”, “참여를 고

무시키는 정치적 태도”, “참여를 권유하는 집단이나 사람들과의 연고” 세 가지 주요 

요인들이 참여결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Verba et al. 1995). 그러나 본 연구의 분

석에서는 참여의 개인적 자원과 심리적 조건들을 살펴보았지만 네트워크 요인은 미

처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이나 사회심리학

적 요인 외에도 네트워크 요인을 분석에 추가하고자 한다. 예컨대 정당가입 여부나 

노동조합 소속 여부, 혹은 동호회 활동과 같은 관계적 속성과 주변인의 영향력 또한 

개인의 정치참여 행동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들의 영

향력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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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반데스의 정치참여에 관한 개념지도(van Deth 2014, 355의 그림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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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참여유형별 영향 요인 비교(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 집단 비교)

제도적 참여: 투표
저항적 참여: 

시위

표현적 참여: 
인터넷 토론

회귀

계수

표준

오차
dx/dy

회귀

계수

표준

오차

회귀

계수

표준

오차

낮은 내적효능감 & 

높은 정부신뢰
0.09 (0.32) 0.01 0.03 (0.27) 0.18 (0.32)

높은 내적효능감 & 

낮은 정부신뢰
-0.07 (0.25) -0.01 0.47 (0.22)* 0.68 (0.26)**

높은 내적효능감 & 

높은 정부신뢰
-0.07 (0.28) -0.01 0.18 (0.23) 0.64 (0.27)*

정당일체감 1.19 (0.13)*** 0.13

새누리당 정당일체감 -0.16 (0.09) 0.01 (0.10)

이념 0.19 (0.17) 0.02 -0.10 (0.14) 0.09 (0.15)

연령 0.07 (0.01)*** 0.01 -0.01 (0.01) -0.02 (0.01)**

성별 -0.08 (0.22) -0.01 0.10 (0.18) 0.00 (0.20)

소득 0.01 (0.09) 0.00 0.06 (0.07) 0.08 (0.08)

교육수준 0.31 (0.11)** 0.03 0.09 (0.09) -0.02 (0.10)

절편1 -3.14 (0.54) 0.14 (0.43) 0.58 (0.48)

절편2 2.12 (0.44) 3.51 (0.54)

절편3 4.73 (0.62) 6.31 (1.11)

N 966 719 719

Prob > chi2 0.00 0.00 0.00

Log likelihood -366.74 -633.41  -479.41

Pseudo R2 0.25 0.02 0.02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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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versity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sychological Factors Focusing on Internal Efficacy 

and Trust in Government

 Hanna Kim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various typ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ach has different 

psychological mechanism. The aim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relationship of 

political participation and factors focusing on political internal efficacy and trust in 

government by three type of participation; institutional participation (voting turnout), 

protest, and expressive participation (internet discussion). As a result,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voting turnout is the strength of the party affiliation, not internal 

efficacy or the trust in government. Also, the high internal efficacy and the low 

trust in government have effects of increasing the action or orientation of protest; 

however, the high internal efficacy is the only factor of the two to cause the internet 

discussion. 

Keywords: political participation, internal efficacy, trust in government, voting 

turnout, protest, internet discussion


